《퀵 지텔프 공식 문제집 2급》 Test 1 LC 학습 자료

지텔프 영어시험 청취영역 공부법

질문 키워드 작성

쉐도잉 학습

질문 속 키워드에 주목하라!

말할 줄 알아야 들린다!

지텔프 영어시험 청취영역은 질문이 따로 제공되지 않
기 때문에 수험자께서 때때로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
다. 하지만 문제 위에 자신만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의
키워드(국문 혹은 영문), 기호, 암호 등을 필기하면 질
문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정답보기를 보다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단어만 죽도록 외우고 문장을 소리 내어 연습하지 않
는다면 그 표현은 내 것이 아닙니다. 단어에서 구문,
구문에서 문장으로 단계별 받아쓰기를 통해 핵심 표현
을 파악하고, 음원 속 성우와 동일한 속도로 최소 3번
큰소리로 연습하면, 시험장에서 귀가 트이는 경험을 하
게 될 것입니다.

파트별 학습
Part 1 A conversation between two people (두사람의 대화) - 2p
1단계: 단어 빈칸 채우기
2단계: 구문 구성하기
3단계: 핵심 문장 만들기

Part 2 A Presentation by one person to a group of people (1인 강연) - 10p
1단계: 단어 빈칸 채우기
2단계: 구문 구성하기
3단계: 핵심 문장 만들기

Part 3 A conversation between two people(두사람의 대화) - 15p
1단계: 단어 빈칸 채우기
2단계: 구문 구성하기
3단계: 핵심 문장 만들기

Part 4 An Explanation of a process(과정설명) - 23p
1단계: 단어 빈칸 채우기
2단계: 구문 구성하기
3단계: 핵심 문장 만들기

Part 1 A conversation between two people (두사람의 대화)
1단계: 단어 빈칸 채우기
Q. 음원 파일을 듣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채워 넣으시오.

M: Good morning, Rose. I (
go to it with me?

) two tickets for a Broadway musical. Would you like to

남: 좋은 아침이야, Rose. 나 브로드웨이 뮤지컬 티켓이 두 장 있어. 나와 함께 보러 갈래?

F: Really, Edmund? (

) musical are the tickets for?

여: 정말, Edmund? 어떤 뮤지컬 티켓이야?

M: The Phantom of the Opera.
남: 오페라의 유령이야.

F: Wow, I know The Phantom of the Opera. It is one of the most (
time, and the (
) running show on Broadway, too.

) musicals of all

여: 와, 나 오페라의 유령 알아. 그거 역대 가장 성공적인 뮤지컬들 중의 하나이고,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오래 상
연되고 있는 작품이잖아.
M: Correct. Have you (

) it?

남: 맞아. 너 그거 본적 있니?
F: Not (
). I’ve only seen one of its (
) versions. I’m sure watching a live
performance will be an awesome experience! By the way, isn’t The Phantom of the Opera’s music

(

) by Andrew Lloyd Webber?

여: 무대 위에서 하는 걸 본적은 없어. 나는 그저 그 뮤지컬의 영화 버전들 중 하나를 본 적이 있을 뿐이야. 라이
브 공연을 보는 건 분명히 멋진 경험이 될 거야! 그건 그렇고, Andrew Lloyd Webber가 오페라의 유령 음악 작곡
하지 않았니?
M: That’s right. Many of Webber’s musicals have run or are still running in the West End in
London and on Broadway in New York.
남: 맞아. Webber의 뮤지컬들 중 많은 작품들이 런던의 웨스트엔드와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상연된 적 있거나
여전히 상연 중이야.
F: I also understand the play is based on a (

) by the French writer Gaston Leroux.

여: 나는 또 그 연극이 프랑스 작가 Gaston Leroux의 소설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알고 있어.
M: That’s correct. The story is about a (
love with a beautiful soprano.

) and (

) musical genius who falls madly in

남: 맞아. 그 이야기는 아름다운 소프라노와 열렬히 사랑에 빠진 기이하고 흉측한 외모를 가진 뮤지컬 천재에 관
한 이야기야.
F: Yes, I remember the (
) from the movie. It’s a beautiful love story, and I love the songs
in it. The melodies and lyrics are so beautiful.

여: 응, 나 그 영화에 나온 줄거리 기억나. 그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야. 그리고 나는 거기에 나온 노래들을 정
말 좋아해. 멜로디랑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
M: I agree. Many of the songs in the musical have become (
theater. “All I Ask of You” was even recorded as a pop single.

) popular even outside the

남: 나도 동의해. 그 뮤지컬의 노래들 중 많은 곡들이 극 장 밖에서도 유명해졌어. “All I Ask of You”는 심지어 싱
글 팝송으로 기록을 세웠지.
F: I’m sure it will be totally different to (

) that music (

the tickets cost you? I bet they are (

) live. Hey, how much did

).

여: 그 음악이 라이브로 공연되는 걸 듣는 건 완전히 다를 거라고 확신해. 야, 그 티켓 구하는데 얼마나 들었어?
비쌀 게 틀림없는데.
M: Well, they are expensive, but they didn’t (
) me a penny. I won the tickets in a (
held by Century Department Store. I was quite surprised when I found out I won. I’d practically

(

)

) about joining the raffle.

남: 음, 비싸긴 하지. 그런데 한 푼도 들지 않았어. 내가 Century 백화점이 주최한 추첨행사에서 그 티켓에 당
첨됐거든. 내가 당첨된 걸 알았을 때 상당히 놀랐었어. 그 추첨행사에 참가한 걸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었거든.
F: Wow! I wish I were as lucky as you are, Edmund. I’d surely (

) winning those tickets.

여: 와! 나도 너만큼 운이 좋았으면 좋겠어. Edmund. 그 티켓에 당첨되면 내가 정말 기뻐할 텐데!
M: But you don’t have to, Rose. I’m already asking you to go the (
come with me tomorrow?

) with me! So, will you

남: 그런데 넌 그럴 필요가 없잖아, Rose. 내가 이미 너에게 나와 함께 극장에 가자고 하고 있잖아! 자, 내일 나
랑 함께 갈거니?
F: Of course! I’ve never been to a musical before. How can I (
we (

) this chance up? But how do

) to New York at such short notice?

여: 물론이지! 나는 뮤지컬을 보러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내가 어떻게 이 기회를 놓칠 수 있겠니? 그런데 그렇
게 촉박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뉴욕에 가지?
M: Oh, we don’t have to go Broadway to see it. They’re (
Phantom of the Opera at the Maryland Center Stage Theater.

) it here! They’re performing The

남: 아, 우리는 그걸 보러 브로드웨이에 갈 필요는 없어. 그들이 여기서 공연을 할 예정이거든. 그들은 Maryland
Center Stage 극장에서 오페라의 유령을 공연할 예 정이야.
F: Fantastic! That’s just a stone’s (
bringing the show here?

) away from where we live. But (

) are they

여: 멋진데! 거긴 우리가 사는 곳에서 아주 가깝잖아. 그런데 왜 그들이 여기에서 공연을 하는 거야?
M: Well, the production company wants to (
everyone can get to Broadway, the producers (

) from a broader market. And, since not
) to take the musical on the road.

남: 음, 그 제작사가 더 넓은 시장에서 수익을 얻길 원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브로드웨이에 갈 수 있는 건 아니
기 때문에 제작자들이 그 뮤지컬을 순회공연 하기로 결정했어.

F: I see… (

) long will the musical be running here?

여: 그렇구나. 그 뮤지컬이 여기서 얼마나 상연될 예정이니?
M: It will only run for two days, but our tickets are good for either day. I can’t (
it though, so I (

) we (

) to see

) the play on its premier performance tomorrow night.

남: 그건 단지 이틀 동안만 상연되지만, 우리 티켓은 어느 날이든 유효해. 그런데 나는 그 공연을 빨리 보고 싶어.
그러니까 내일 밤에 하는 첫 번째 공연을 보자.
F: That will be perfect, Edmund. Thank you for (

) me.

여: 그게 아주 좋을 것 같아. Edmund. 나를 초대해줘서 고마워.
M: You’re welcome, Rose. I’ll (

) you up at 7:00 pm.

남: 천만에, Rose. 내가 오후 7시에 데리러 갈게.

2단계: 구문 구성하기
Q. 음원 파일을 듣고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채워 넣으시오.

M: Good morning, Rose. I (
like to go to it with me?

)(

)(

) a Broadway musical. Would you

남: 좋은 아침이야, Rose. 나 브로드웨이 뮤지컬 티켓이 두 장 있어. 나와 함께 보러 갈래?

F: Really, Edmund? (

)(

) are the tickets for?

여: 정말, Edmund? 어떤 뮤지컬 티켓이야?

M: The Phantom of the Opera.
남: 오페라의 유령이야.

F: Wow, I know The Phantom of the Opera. It is one of the (
all time, and (
) (
) running show (
)(

)(
), too.

) musicals of

여: 와, 나 오페라의 유령 알아. 그거 역대 가장 성공적인 뮤지컬들 중의 하나이고,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오래 상
연되고 있는 작품이잖아.
M: Correct. (

) you (

) it?

남: 맞아. 너 그거 본적 있니?
F: Not (

). I’ve only seen one of its (
) versions. I’m sure watching a live
performance will be an (
)(
)! By the way, isn’t The Phantom of the Opera’s music
(
) by Andrew Lloyd Webber?
여: 무대 위에서 하는 걸 본적은 없어. 나는 그저 그 뮤지컬의 영화 버전들 중 하나를 본 적이 있을 뿐이야. 라이
브 공연을 보는 건 분명히 멋진 경험이 될 거야! 그건 그렇고, Andrew Lloyd Webber가 오페라의 유령 음악 작곡
하지 않았니?
M: That’s right. Many of Webber’s musicals have run or are still running in the West End in
London and on Broadway in New York.
남: 맞아. Webber의 뮤지컬들 중 많은 작품들이 런던의 웨스트엔드와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상연된 적 있거나
여전히 상연 중이야.
F: I also understand the play is (
Leroux.

)(

)a(

) by the French writer Gaston

여: 나는 또 그 연극이 프랑스 작가 Gaston Leroux의 소설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알고 있어.
M: That’s correct. The story is about a (
love with a beautiful soprano.

) and (

) musical genius who falls madly in

남: 맞아. 그 이야기는 아름다운 소프라노와 열렬히 사랑에 빠진 기이하고 흉측한 외모를 가진 뮤지컬 천재에 관
한 이야기야.
F: Yes, I remember the (
) from the movie. It’s a beautiful love story, and I love the songs
in it. The melodies and lyrics are so beautiful.
여: 응, 나 그 영화에 나온 줄거리 기억나. 그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야. 그리고 나는 거기에 나온 노래들을 정

말 좋아해. 멜로디랑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
M: I agree. Many of the songs in the musical (
)(
)(
the theater. “All I Ask of You” was even recorded as a pop single.

) popular even outside

남: 나도 동의해. 그 뮤지컬의 노래들 중 많은 곡들이 극 장 밖에서도 유명해졌어. “All I Ask of You”는 심지어 싱
글 팝송으로 기록을 세웠지.
F: I’m sure it will be totally different to (
the tickets cost you? I bet they are (

) that music (

) live. Hey, how much did

).

여: 그 음악이 라이브로 공연되는 걸 듣는 건 완전히 다를 거라고 확신해. 야, 그 티켓 구하는데 얼마나 들었어?
비쌀 게 틀림없는데.
M: Well, they are expensive, but they didn’t (

) me (

)(

). I won the tickets in

a(

) held by Century Department Store. I was quite surprised when I found out I won. I’d
practically (
)(
) joining the raffle.
남: 음, 비싸긴 하지. 그런데 한푼도 들지 않았어. 내가 Century 백화점이 주최한 추첨행사에서 그 티켓에 당첨
됐거든. 내가 당첨된 걸 알았을 때 상당히 놀랐었어. 그 추첨행사에 참가한 걸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었거든.
F: Wow! I wish I were as lucky as you are, Edmund. I’d surely (

)(

) those tickets.

여: 와! 나도 너만큼 운이 좋았으면 좋겠어. Edmund. 그 티켓에 당첨되면 내가 정말 기뻐할 텐데!
M: But you don’t have to, Rose. I’m already asking you to (
So, will you come with me tomorrow?

)(

)(

) with me!

남: 그런데 넌 그럴 필요가 없잖아, Rose. 내가 이미 너에게 나와 함께 극장에 가자고 하고 있잖아! 자, 내일 나
랑 함께 갈거니?
F: Of course! I’ve never been to a musical before. How can I (

(

)? But how do we (

)(

)(

)(

)

) New York at such short notice?

여: 물론이지! 나는 뮤지컬을 보러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내가 어떻게 이 기회를 놓칠 수 있겠니? 그런데 그렇
게 촉박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뉴욕에 가지?
M: Oh, we don’t have to go Broadway to see it. They’re (
Phantom of the Opera at the Maryland Center Stage Theater.

) it here! They’re performing The

남: 아, 우리는 그걸 보러 브로드웨이에 갈 필요는 없어. 그들이 여기서 공연을 할 예정이거든. 그들은 Maryland
Center Stage 극장에서 오페라의 유령을 공연할 예정이야.
F: Fantastic! That’s just a (
they bringing the show here?

)(

)(

) from where we live. But (

) are

여: 멋진데! 거긴 우리가 사는 곳에서 아주 가깝잖아. 그런데 왜 그들이 여기에서 공연을 하는 거야?
M: Well, the production company wants to (
everyone can get to Broadway, the producers (

(

)(

)a broader market. And, since not
) to take the musical (
)(
)

).

남: 음, 그 제작사가 더 넓은 시장에서 수익을 얻길 원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브로드웨이에 갈 수 있는 건 아니
기 때문에 제작자들이 그 뮤지컬을 순회공연 하기로 결정했어.

F: I see… (

)(

) will the musical be running here?

여: 그렇구나. 그 뮤지컬이 여기서 얼마나 상연될 예정이니?
M: It will only run for two days, but our tickets are good for either day. I can’t (

(

) it though, so I (

) we (

)(

)

) the play on its premier performance tomorrow

night.
남: 그건 단지 이틀 동안만 상연되지만, 우리 티켓은 어느 날이든 유효해. 그런데 나는 그 공연을 빨리 보고 싶어.
그러니까 내일 밤에 하는 첫 번째 공연을 보자.
F: That will be perfect, Edmund. Thank you for (

) me.

여: 그게 아주 좋을 것 같아. Edmund. 나를 초대해줘서 고마워.
M: You’re welcome, Rose. I’ll (

)(

남: 천만에, Rose. 내가 오후 7시에 데리러 갈게.

)(

) at 7:00 pm.

3단계: 핵심 문장 만들기
Q. 음원을 듣고 각 질문의 단서가 되는 문장을 받아 적으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남: 좋은 아침이야, Rose. 나 브로드웨이 뮤지컬 티켓이 두 장 있어. 나와 함께 보러 갈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여: 그거 역대 가장 성공적인 뮤지컬들 중의 하나이고,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오래 상연되고 있는 작품이잖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여: 무대 위에서 하는 걸 본적은 없어. 나는 그저 그 뮤지컬의 영화 버전들 중 하나를 본 적이 있을 뿐이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남: 그 뮤지컬의 노래들 중 많은 곡들이 극장 밖에서도 유명해졌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여: 그 음악이 라이브로 공연되는 걸 듣는 건 완전히 다를 거라고 확신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여: 그 티켓에 당첨되면 내가 정말 기뻐할 텐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남: 그런데 넌 그럴 필요가 없잖아, Rose. 내가 이미 너에게 나와 함께 극장에 가자고 하고 있잖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남: 그 제작사가 더 넓은 시장에서 수익을 얻길 원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남: 그리고 모든 사람이 브로드웨이에 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작자들이 그 뮤지컬을 순회공연 하기로 결
정했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남: 우리 티켓은 어느 날이든 유효해. 그런데 나는 그 공연을 빨리 보고 싶어. 그러니까 내일 밤에 하는 첫 번째
공연을 보자.

Part 2 A Presentation by one person to a group of people (1인 강연)
1단계: 단어 빈칸 채우기
Q. 음원 파일을 듣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채워 넣으시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Debbie Hall, and I’m a (

) manager with
) to you our (
) product, the Solar T1. The
Solar T1 is an 8-inch Android tablet computer (
) advanced touch screen features and
(
). Ready or not, when this game-changing device (
) the shelves this coming
Solar Technologies. I’m here today to (

spring, tablet computing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좋은 아침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제 이름은 Debbie Hall이고, 저는 Solar Technologies의 제품 관리자입니
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저희 회사의 최신 제품인 Solar T1을 소개하러 왔습니다. Solar T1은 고급 터치스크린
기능과 인터넷 연결 기능을 갖춘 8인치 크기의 Android용 태블릿 컴퓨터입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업 계의 판도를 바꿀 이 기기가 다가올 봄에 출시되면, 태블릿 컴퓨터 사용은 절대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Many of you may be (

) why Solar Technologies is entering the tablet business when our
) number of
users are now turning to tablets to connect to the Internet. Tablets are now (
) desktop
computers nearly eight to one. We have decided to offer our (
) and future customers the
best in (
) and Internet connectivity with our very own personal tablet. We at Solar
Technologies honestly believe that we have more than enough technological (
) to compete
company is known for making cellular phones. Our research shows that a (

in the growing tablet market.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께서 왜 Solar Technologies가 핸드폰을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면서 태블릿 사업에
진입하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연구는 점점 더 많은 사용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이제 태블
릿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태블릿은 현재 거의 8대 1의 비율로 데스크탑 컴퓨터보다 더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체 개인용 태블릿으로 현재 그리고 미래의 고객들에게 컴퓨터 사용과 인터넷 연결에
있어 최상의 제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Solar Technologies에서는 점점 성장하고 있는 태블릿 시장
에서 경쟁할 수 있는 풍부한 기술 관련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But with so many (
a(

(

) tablets out there to choose from, why should we even try to join such

) field? Our answer is simple: there is a need in the market for a tablet that is
) with premium features and yet (
) at the same time. This is where the Solar T1

comes in.
그러나 시중에 선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태블릿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왜 저희가 그렇게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
합류하려고 하는 걸까요? 저희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시장에는 합리적인 가격에 프리미엄 기능을 갖춘 태블릿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바로 Solar T1 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Running on the latest Android OS, Jelly Bean (4.2), the Solar T1 can compete with any of the top
models of the (

) brands. It sports an 8-inch display with multi-touch features that allow

one to (

) the screen at the slightest touch of a finger. It has two cameras: a 5-megapixel
back camera and a 2-megapixel front camera. If you are a gaming (
), the T1’s superfast
1.6 gigahertz dual-core processor and multi-core graphics processing won’t disappoint you.

(

), its standard 1-gigabyte of random-access memory makes (

) a breeze.

최신 Android 운영체제 Jelly Bean(4.2 버전)에서 작동하는 Solar T1은 인정받는 브랜드들의 최고 모델들 중 어
떤 것과도 겨룰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손가락으로 살짝 터치 하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스크린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멀티 터치 기능을 갖춘 8인치 디스플레이가 특징입니다. 5백만 화소의 후방 카메라와 2백만 화소의 전방

카메라, 이렇게 두 개의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게임광이라면, T1의 초고속 1.6기가 헤르츠의 듀얼
코어 프로세서(처리기)와 멀티 코어 그래픽 프로세싱이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표준 규격 1기가
바이트에 달하는 RAM(임의접근기억장치)은 멀티태스킹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 줍니다.
The T1 comes with an 8-gigabyte (
) storage that can be (
) with up to 64 gigabytes
of additional storage space on a removable flash memory card. For wireless connectivity, the
Solar T1 supports a Wi-Fi with the broadest (
) and greatest range. It also has the
Bluetooth 2.1 for shortrange data exchange, and a USB port for broadband sticks and file
transfers.
T1은 이동식 플래시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면 64기가 바이트에 달하는 추가 저장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는 8기
가바이트의 내장 메모리(내부 저장 공간)를 갖추고 있습니다. 무선 인터넷 연결을 위해, Solar T1은 가장 넓은 대
역폭과 범위를 갖춘 와이파이(무선랜)을 지원합니다. 또한 단거리 데이터 교환을 위한 블루투스 2.1을 탑재하고
있으며, 브로드밴드(고속데이터통신망) 케이블과 파일 전송을 위한 USB 포트도 갖추고 있습니다.
Under the hood, the tablet has a battery life that can last for 10 hours on one charge. This

(

) long life is made possible by (
) the tablet with the latest, most powerful
lithium-ion battery in the market. Its housing is made from premium plastic lined with silver for
durability. It also comes with a USB cable, a headset, and a charger. The Solar T1 is (
by a one-year warranty on parts and services.

) up

내부에 이 태블릿은 한 번 충전으로 10시간 동안 지속 될 수 있는 배터리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난
히 긴 수명은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최신 리튬이온 전지를 이 태블릿에 장착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태블릿의 외
관은 내구성을 위해 은으로 한층 덧댄 고급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USB 케이블, 헤드셋, 그리고
충전기와 함께 제공됩니다. Solar T1은 부품과 서비스에 대해 1년 기간의 품질 보증서로 지원을 받습니다.
Solar Technologies’ entry into the tablet market is (
development. After careful market (

) by years of research and

), we have come up with the ultimate tablet in terms

of (

) and economy. So, why buy tablets which require you to pay for the brand name as
well as the product? With the Solar T1, you pay only for (
) performance and great styling.
Be the envy of your friends. Make a (
) for the Solar T1 now at a highly discounted
promotional price.
Solar Technologies의 태블릿 시장 진입은 수년 간의 연구와 개발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시장에 대한 심사숙고
끝에, 저희는 품질과 경제성 면에서 최고의 태블릿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러분께 제품 가격에 브랜드 이름값까
지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태블릿을 왜 사야 합니까? 최고의 성능과 멋진 디자인에 대한 값만 지불하시면 Solar
T1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어 보세요. 엄청나게 할인된 프로모션 가격에 Solar
T1을 예약하세요.

2단계: 구문 구성하기
Q. 음원 파일을 듣고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채워 넣으시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Debbie Hall, and I’m a (
Solar Technologies. I’m here today to (

) to you our (
Solar T1 is an 8-inch Android tablet computer (
)(
(
). Ready or not, when this game-changing device (

)(

)(

) with

), the Solar T1. The

) touch screen features and
)(
)(
) this

coming spring, tablet computing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좋은 아침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제 이름은 Debbie Hall이고, 저는 Solar Technologies의 제품 관리자입니
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저희 회사의 최신 제품인 Solar T1을 소개하러 왔습니다. Solar T1은 고급 터치스크린
기능과 인터넷 연결 기능을 갖춘 8인치 크기의 Android용 태블릿 컴퓨터입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업계의 판도를 바꿀 이 기기가 다가올 봄에 출시되면, 태블릿 컴퓨터 사용은 절대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Many of you may be (

) why Solar Technologies is entering the tablet business when our
company is known for making cellular phones. Our research shows that a (
)(
)
(
) users are now turning to tablets to connect to the Internet. Tablets are now (
)
desktop computers nearly eight to one. We have decided to offer our (
) and future
customers the best in (
) and Internet connectivity with our very own personal tablet. We
at Solar Technologies honestly believe that we have more than enough technological (
)
(
)(
) in the (
)(
)(
).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께서 왜 Solar Technologies가 핸드폰을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면서 태블릿 사업에
진입하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연구는 점점 더 많은 사용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이제 태블
릿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태블릿은 현재 거의 8대 1의 비율로 데스크탑 컴퓨터보다 더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체 개인용 태블릿으로 현재 그리고 미래의 고객들에게 컴퓨터 사용과 인터넷 연결에
있어 최상의 제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Solar Technologies에서는 점점 성장하고 있는 태블릿 시장
에서 경쟁할 수 있는 풍부한 기술 관련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But with so many (
join such a (

(

)(

) tablets out there to (

)(

), why should we even try to

) field? Our answer is simple: there is a need in the market for a tablet that
)(
) premium features and yet (
) at the same time. This is

where the Solar T1 comes in.
그러나 시중에 선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태블릿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왜 저희가 그렇게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
합류하려고 하는 걸까요? 저희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시장에는 합리적인 가격에 프리미엄 기능을 갖춘 태블릿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바로 Solar T1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Running on the latest Android OS, Jelly Bean (4.2), the Solar T1 can compete with any of the top
models of the (

)(
). It sports an 8-inch display with multi-touch features that
) the screen at the slightest touch of a finger. It has two cameras: a 5megapixel back camera and a 2-megapixel front camera. If you are a (
)(
), the
allow one to (

T1’s superfast 1.6 gigahertz dual-core processor and multi-core graphics processing won’t
disappoint you. (

(

)(

)(

), its standard 1-gigabyte of random-access memory (
).

)

최신 Android 운영체제 Jelly Bean(4.2 버전)에서 작동하는 Solar T1은 인정받는 브랜드들의 최고 모델들 중 어
떤 것과도 겨룰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손가락으로 살짝 터치 하는 것만으로도 누구나 스크린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멀티 터치 기능을 갖춘 8인치 디스플레이가 특징입니다. 5백만 화소의 후방 카메라와 2백만 화소의 전방

카메라, 이렇게 두 개의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게임광이라면, T1의 초고속 1.6기가 헤르츠의 듀얼
코어 프로세서(처리기)와 멀티 코어 그래픽 프로세싱이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표준 규격 1기가
바이트에 달하는 RAM(임의접근기억장치)은 멀티태스킹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 줍니다.
The T1 comes with an 8-gigabyte (
)(
) that can be (
) with up to 64
gigabytes of additional storage space on a removable flash memory card. For wireless
connectivity, the Solar T1 supports a Wi-Fi with the (
)(
) and (
)(
).
It also has the Bluetooth 2.1 for shortrange data exchange, and a USB port for broadband sticks
and file transfers.
T1은 이동식 플래시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면 64기가 바이트에 달하는 추가 저장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는 8기
가바이트의 내장 메모리(내부 저장 공간)를 갖추고 있습니다. 무선 인터넷 연결을 위해, Solar T1은 가장 넓은 대
역폭과 범위를 갖춘 와이파이(무선랜)을 지원합니다. 또한 단거리 데이터 교환을 위한 블루투스 2.1을 탑재하고
있으며, 브로드밴드(고속데이터통신망) 케이블과 파일 전송을 위한 USB 포트도 갖추고 있습니다.
Under the hood, the tablet has a battery life that can last for 10 hours on one charge. This

(

) long life is (
)(
)(
)(
) the tablet with the latest, most
powerful lithium-ion battery in the market. Its housing is made from premium plastic lined with
silver for durability. It also comes with a USB cable, a headset, and a charger. The Solar T1 is
(

) up by a one-year warranty on parts and services.

내부에 이 태블릿은 한 번 충전으로 10시간 동안 지속 될 수 있는 배터리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난
히 긴 수명은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최신 리튬이온 전지를 이 태블릿에 장착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태블릿의 외
관은 내구성을 위해 은으로 한층 덧댄 고급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USB 케이블, 헤드셋, 그리고
충전기와 함께 제공됩니다. Solar T1은 부품과 서비스에 대해 1년 기간의 품질 보증서로 지원을 받습니다.
Solar Technologies’ entry into the tablet market is (
development. After (

)(

)(

) by years of research and

), we have come up with the ultimate tablet in

terms of (

) and economy. So, why buy tablets which require you to pay for the brand
name as well as the product? With the Solar T1, you pay only for (
)(
) and great
styling. Be the envy of your friends. Make a (
) for the Solar T1 now at a highly (
)
(
)(
).
Solar Technologies의 태블릿 시장 진입은 수년 간의 연구와 개발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시장에 대한 심사숙고
끝에, 저희는 품질과 경제성 면에서 최고의 태블릿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러분께 제품 가격에 브랜드 이름값까
지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태블릿을 왜 사야 합니까? 최고의 성능과 멋진 디자인에 대한 값만 지불하시면 Solar
T1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어 보세요. 엄청나게 할인된 프로모션 가격에 Solar
T1을 예약하세요.

3단계: 핵심 문장 만들기
Q. 음원 파일을 듣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채워 넣으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저희 회사의 최신 제품인 Solar T1을 소개하러 왔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olar T1은 고급 터치스크린 기능과 인터넷 연결 기능을 갖춘 8인치 크기의 Android용 태블릿 컴퓨터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저희 연구는 점점 더 많은 사용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이제 태블릿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줍
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저희는 자체 개인용 태블릿으로 현재 그리고 미래의 고객들에게 컴퓨터 사용과 인터넷 연결에 있어 최상의 제품
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당신이 게임광이라면, T1의 초고속 1.6기가 헤르츠의 듀얼 코어 프로세서(처리기)와 멀티 코어 그래픽 프로세싱이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olar Technologies의 태블릿 시장 진입은 수년 간의 연구와 개발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장에 대한 심사숙고 끝에, 저희는 품질과 경제성 면에서 최고의 태블릿을 만들어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 여러분께 제품 가격에 브랜드 이름값까지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태블릿을 왜 사야 합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최고의 성능과 멋진 디자인에 대한 값만 지불하시면 Solar T1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Part 3 A conversation between two people(두사람의 대화)

1단계: 단어 빈칸 채우기
Q. 음원 파일을 듣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채워 넣으시오.
F: Hello, Philip. I’m glad to see you here at the park.
여: 안녕, Philip. 여기 공원에서 널 보니 기뻐.
M: Hi, Patty. It’s nice to see you here, too. What’s up?
남: 안녕, Patty. 여기서 널 보니 좋다. 무슨 일이야?
F: Well, I’ve been thinking about something for days now. You see, I want to start a (
I don’t know (

) to start a business on my (

), but

) or with a partner.

여: 음, 나는 지금 며칠째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해 오고 있어. 있잖아,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나 혼자 사
업을 시작해야 할지 아니면 동업자와 함께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M: I see… And you want my (

) on which business setup is better? I’ll be happy to help.

How about we discuss the (
yourself.

) and disadvantages of both? That way, you can decide for

남: 그렇구나. 그래서 어떤 사업 구조가 더 좋을지에 대한 내 의견을 원하는 거니? 내가 도움이 된다면 기쁠 거
야. 우리가 그 모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의논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식으로 네가 네 자신을 위해 결정할 수
있을 거야.
F: (

) good to me. Where should we start?

여: 좋은 생각이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M: Let’s (

) with running a business on your own. The first advantage of a sole or single

(

) is that it is easier to set up because there are fewer legal requirements and less
paperwork (
). Also, you have complete (
) of the business once you set it up.
남: 너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걸로 시작해보자. 개인 기업의 첫 번째 장점은 법적 요구 사항과 수반되는 서류 작
업이 더 적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 게 더 쉽다는 거야. 또한 네가 그걸 시작하면 그 사업에 대한 완전한 주도
권을 가질 수 있지.
F: That sounds great. So, you mean I get to make all the business rules and have direct control
over the decision-making (

)?

여: 그거 정말 좋은 것 같아. 그럼 네가 의미하는 게 내가 모든 사업 규정들을 만들고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직접적인 주도권을 갖게 된다는 거니?
M: Correct. There are also tax advantages for a (
the profit the business makes is yours.

) owned business. More importantly, all

남: 맞아. 또 단독 1인 소유 사업을 위한 세금 혜택들도 있어. 더 중요한 건 그 사업이 창출하는 모든 수익이 네
것이라는 거지.
F: Those all sound very (

), Philip. Now, what about the disadvantages?

여: 그 모든 게 굉장히 희망을 주는 것처럼 들리는데. 자, 그럼 단점들은 어떻지?
M: The (

) to a sole proprietorship is that working alone may (
) you and limit the
company’s growth. You will also have to assume all of the (
) and liabilities that your
company may (
).
남: 개인 기업의 불리한 점은 혼자 일한다는 게 너를 압도 해서 회사의 성장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거야. 또한
회사를 운영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요소와 부 채를 네가 맡아야 할 거야.
F: I see... And since I’m running the business alone, I could have a hard time raising (
its growth. Isn’t that right?

) for

여: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혼자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회사의 성장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힘든 시간을 보
낼 수 있겠구나.
M: That’s right. In (

(

), being the only manager, it will not be easy for you to take a

) or even be away from your business for a few days when needed.

남: 맞아. 게다가 유일한 경영자가 되면, 휴가를 떠나거나 필요 시 며칠 동안 자리를 비우는 것조차 쉽지 않을 거
야.
F: That would be really hard on both the business and my family. Now, what about a (

)?

여: 그건 그 사업과 내 가족들 모두에게 정말 안 좋을 거야. 그럼 동업은 어때?
M: One of the advantages of a partnership is that you could have more startup capital (
you and your partner will (
splitting the tasks, (

)

) your resources. You would also have the added benefit of
), and risks of the business with your partner.

남: 동업의 장점들 중 하나는 너와 네 동업자가 자산을 합칠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업 초기 자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너는 또한 그 사업의 업무, 책무, 위험요소 들을 동업자와 분담할 수 있다는 추가적인 이점도 가지게
되지.
F: I see. That could make it easier for both of us to run the (
). And, in contrast to a sole
proprietorship, I can have someone attend to the business in case I decide to take a holiday.
Okay, so what are the (

) of a partnership?

여: 알았어. 그렇게 되면 두 사람 모두 회사를 운영하기가 수월하겠다. 그리고 개인 기업과는 다르게 내가 휴가를
가기로 할 경우 그 업무를 처리해줄 누군가를 가질 수도 있는 거네. 그럼 동업의 문제점들은 뭘까?
M: One of the biggest risks of a partnership is the possibility of (

) between partners.

남: 동업의 가장 큰 위험요소 중 하나는 동업자 간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야.
F: I agree, Philip. Business (
) can be (
partners may find difficult to deal with.

) issues that even the most reasonable

여: 동의해. Philip. 사업상의 문제는 가장 합리적인 동업자들조차 다루기 힘들어하는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지.
M: That’s true. Also, you will have to (
lastly, you may also be required by law to (
he or she defaults on any loans or contracts.

) the business’s profits with your partner. And
) all of your partner’s share of the (
) if

남: 그건 사실이야. 또한 사업의 수익을 너의 동업자와 나눠야 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일 그 혹은 그녀 (동
업자)가 어떤 대출이나 계약을 불이행하게 되면, 그 의무 중 동업자의 몫을 네가 전부 감당해야하는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어.
F: Really? Hmmm… That pretty much (
) all the benefits of a partnership for me. I didn’t
know a partnership could involve that much risk!
여: 정말? 흠. 나에겐 동업의 모든 혜택들보다 그게 꽤 더 큰 것 같은데. 나는 동업이 그렇게 많은 위험요소를 수
반할 수 있는 지 몰랐어!
M: Not very (

) when you’re just starting out in business, huh?

남: 네가 막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다지 희망을 주는 건 아니지, 응?
F: Definitely not. Thank you very much, Philip. You’ve been a great help.
여: 절대로 아니지. 매우 고마워, Philip. 네가 큰 도움이 되었어.
M: You’re welcome, Patty. I’m glad I could help you make a (
남: 천만에, Patty. 네가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었다니 기뻐.

).

2단계: 구문 구성하기
Q. 음원 파일을 듣고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채워 넣으시오.
F: Hello, Philip. I’m glad to see you here at the park.
여: 안녕, Philip. 여기 공원에서 널 보니 기뻐.
M: Hi, Patty. It’s nice to see you here, too. What’s up?
남: 안녕, Patty. 여기서 널 보니 좋다. 무슨 일이야?
F: Well, I’ve been thinking about something for days now. You see, I want to start a (
I don’t know (

) to start a business on my (

), but

) or with a partner.

여: 음, 나는 지금 며칠째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해 오고 있어. 있잖아,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나 혼자 사
업을 시작해야 할지 아니면 동업자와 함께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M: I see… And you want my (

(

) on which (
) we discuss the (
) and (

)(

)(

) is better? I’ll be happy to help.
) of both? That way, you can decide for

yourself.
남: 그렇구나. 그래서 어떤 사업 구조가 더 좋을지에 대한 내 의견을 원하는 거니? 내가 도움이 된다면 기쁠 거
야. 우리가 그 모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의논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식으로 네가 네 자신을 위해 결정할 수
있을 거야.
F: (

) good to me. Where should we start?

여: 좋은 생각이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M: Let’s (

)(

)(

)(

)(

) on your own. The first advantage of a

sole or single (

) is that it is easier to set up because there are fewer legal requirements
and less paperwork (
). Also, you have (
)(
) of the business once you set it
up.
남: 너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걸로 시작해보자. 개인 기업의 첫 번째 장점은 법적 요구 사항과 수반되는 서류 작
업이 더 적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 게 더 쉽다는 거야. 또한 네가 그걸 시작하면 그 사업에 대한 완전한 주도
권을 가질 수 있지.
F: That sounds great. So, you mean I get to make all the business rules and have direct control
over (

)(

)(

)?

여: 그거 정말 좋은 것 같아. 그럼 네가 의미하는 게 내가 모든 사업 규정들을 만들고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직접적인 주도권을 갖게 된다는 거니?
M: Correct. There are also tax advantages for a (
all the profit the business makes is yours.

)(

)(

). More importantly,

남: 맞아. 또 단독 1인 소유 사업을 위한 세금 혜택들도 있어. 더 중요한 건 그 사업이 창출하는 모든 수익이 네
것이라는 거지.
F: Those all sound very (

), Philip. Now, what about the disadvantages?

여: 그 모든 게 굉장히 희망을 주는 것처럼 들리는데. 자, 그럼 단점들은 어떻지?
M: The (

) to a sole proprietorship is that working alone may (

) you and limit the

company’s growth. You will also have to assume all of the (
company may (

) and (

) that your

).

남: 개인 기업의 불리한 점은 혼자 일한다는 게 너를 압도해서 회사의 성장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거야. 또한 회
사를 운영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요소와 부채를 네가 맡아야 할 거야.
F: I see... And since I’m running the business alone, I could have a hard time (

(

)(

)(

)(

)

). Isn’t that right?

여: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혼자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회사의 성장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힘든 시간을 보
낼 수 있겠구나.
M: That’s right. In (

(

), being the only manager, it will not be easy for you to take a
) or even be away from your business for a few days (
)(
).

남: 맞아. 게다가 유일한 경영자가 되면, 휴가를 떠나거나 필요 시 며칠 동안 자리를 비우는 것조차 쉽지 않을 거
야.
F: That would be really hard on both the business and my family. Now, what about a (

)?

여: 그건 그 사업과 내 가족들 모두에게 정말 안 좋을 거야. 그럼 동업은 어때?
M: One of the advantages of a partnership is that you could have more startup capital (
you and your partner will (
splitting the tasks, (

)(

)(

)

). You would also have the added benefit of

), and risks of the business with your partner.

남: 동업의 장점들 중 하나는 너와 네 동업자가 자산을 합칠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업 초기 자본을 가질 수
있 다는 거야. 너는 또한 그 사업의 업무, 책무, 위험요소 들을 동업자와 분담할 수 있다는 추가적인 이점도 가지
게 되지.
F: I see. That could make it easier for both of us to (
)(
)(
). And, in contrast
to a sole proprietorship, I can have someone attend to the business in case I decide to take a
holiday. Okay, so what are the (

) of a partnership?

여: 알았어. 그렇게 되면 두 사람 모두 회사를 운영하기가 수월하겠다. 그리고 개인 기업과는 다르게 내가 휴 가
를 가기로 할 경우 그 업무를 처리해줄 누군가를 가질 수도 있는 거네. 그럼 동업의 문제점들은 뭘까?
M: One of the biggest risks of a partnership is the (
partners.

)(

)(

) between

남: 동업의 가장 큰 위험요소 중 하나는 동업자 간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야.
F: I agree, Philip. Business (
) can be (
partners may find difficult to deal with.

)(

) that even the most reasonable

여: 동의해. Philip. 사업상의 문제는 가장 합리적인 동업자들조차 다루기 힘들어하는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지.
M: That’s true. Also, you will have to (

) the business’s profits with your partner. And
lastly, you may also be required by law to (
) all of your partner’s share of the (
) if
he or she defaults on (
)(
)(
)(
).
남: 그건 사실이야. 또한 사업의 수익을 너의 동업자와 나눠야 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일 그 혹은 그녀 (동
업자)가 어떤 대출이나 계약을 불이행하게 되면, 그 의무 중 동업자의 몫을 네가 전부 감당해야하는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어.

F: Really? Hmmm… That pretty much (
) all the benefits of a partnership for me. I didn’t
know a partnership could involve that much risk!
여: 정말? 흠. 나에겐 동업의 모든 혜택들보다 그게 꽤 더 큰 것 같은데. 나는 동업이 그렇게 많은 위험요소를 수
반할 수 있는 지 몰랐어!
M: Not very (

) when you’re just starting out in business, huh?

남: 네가 막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다지 희망을 주는 건 아니지, 응?
F: (

)(

). Thank you very much, Philip. You’ve been a great help.

여: 절대로 아니지. 매우 고마워, Philip. 네가 큰 도움이 되었어.
M: You’re welcome, Patty. I’m glad I could help you (

)(

남: 천만에, Patty. 네가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었다니 기뻐.

)(

).

3단계: 핵심 문장 만들기
Q. 음원 파일을 듣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채워 넣으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나 혼자 사업을 시작해야 할지 아니면 동업자와 함께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래서 어떤 사업 구조가 더 좋을지에 대한 내 의견을 원하는 거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개인 기업의 첫 번째 장점은 법적 요구 사항과 수반되는 서류 작업이 더 적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 게 더 쉽
다는 거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또한 네가 그걸 시작하면 그 사업에 대한 완전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더 중요한 건 그 사업이 창출하는 모든 수익이 네 것이라는 거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개인 기업의 불리한 점은 혼자 일한다는 게 너를 압도 해서 회사의 성장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거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동업의 장점들 중 하나는 너와 네 동업자가 자산을 합칠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업 초기 자본을 가질 수 있다
는 거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너는 또한 그 사업의 업무, 책무, 위험요소 들을 동업자와 분담할 수 있다는 추가적인 이점도 가지게 되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업상의 문제는 가장 합리적인 동업자 들조차 다루기 힘들어하는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일 그 혹은 그녀 (동업자)가 어떤 대출이나 계약을 불이행하게 되면, 그 의무 중 동업자의
몫을 네가 전부 감당해야하는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에겐 동업의 모든 혜택들보다 그게 꽤 더 큰 것 같은데. 나는 동업이 그렇게 많은 위험요소를 수반할 수 있는
지 몰랐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네가 막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다지 희망을 주는 건 아니지, 응?

Part 4 An Explanation of a process(과정설명)
1단계: 단어 빈칸 채우기
Q. 음원 파일을 듣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채워 넣으시오.
Hello, everyone. I’m Rodney Bailey. Welcome to Nashville’s (
) Charity Workers
Convention. I’m sure most of you would like to find a way to raise more money for your favorite

(

). Now, there are many events that you can (
) to raise funds, but the one that’s
most likely to (
) the biggest crowd ─ and the most funds ─ is a benefit concert. Let me
tell you about the steps in organizing a (
) concert.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Rodney Bailey입니다. Nashville의 연례 자선 단체 종사자 회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
다. 저는 여러분 중 대부분은 가장 좋아하는 자선단체를 위해 더 많은 돈을 모금하려는 방법을 찾고 싶어 할거라
고 확신 해요. 자, 모금을 하기 위해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많은 행사들이 있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 그리고 가장 많은 기금을 — 제일 끌 것 같은 것은 자선 음악회입니다. 자선 음악회를 준비하는데 있어서의
단계들을 여러분에게 말해 줄게요.
The first step is to (
your enthusiasm, (

) a team to assist you. It must (

) of individuals who share

), and hope. After all, as volunteers, they’re not getting paid for the

job. (

) yourself with people who are always positive and encouraging ─ even at the end
of an unpleasant day. They should also be intelligent, (
), and hardworking.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을 도와줄 팀을 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정, 인정, 그리고 희망을 공유할 사람들로 구
성해야 합니다. 어쨌든 자원봉사자로서 그들은 그 일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일이 잘 안 풀리
는 하루가 끝날 무렵이라도 언제나 긍정적이고 희망을 주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두십시오. 또한 그들은 똑똑
하고, 신뢰할 만해야 하며, 근면해야 합니다.
Next, learn how to deal with the highs and lows of organizing a charity event. You’ll probably be
enthusiastic at the start, especially if many sponsors have pledged support and great bands have
signed up. However, there will be times when you’ll be disappointed when a sponsor or a band
backs out or a useful team member quits. These are the (
or any (
and (

) event for that matter. To see the (

) of organizing a benefit concert
) through, you must have an open mind

).

그 다음으로, 자선 행사를 준비하는 것의 즐거움과 어려움을 다룰 줄 아는 방법을 배우세요. 여러분은 아마 처음엔
열정적일 거예요. 특히 많은 후원자들이 후원을 약속하고 대단한 음악밴드들이 계약했다면 말이죠. 그러나 어떤
후원자나 음악밴드가 약속을 취소하거나, 유능한 팀원이 그만두면 여러분이 실망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것
들이 자선 음악회를 준비하는 것의 현실이고, 어떤 자선 행사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예요. 그 프로젝트를 끝까지 해
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열린 마음과 유연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The third step is to (
) your budget wisely. The goal of a benefit concert is to raise as
much money as possible. This means spending as little of your money as possible in the process.
You may not succeed if you don’t know how to manage your money. Unless you are certain an
expense will pay off well, try to (

) back on your spending. And remember to look for deals
where you can earn something for your services or (
).
세 번째 단계는 여러분의 예산을 현명하게 다루는 겁니다. 자선 음악회의 목적은 가능한 많은 돈을 모금하는 거
예요. 이건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자금을 가능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금을 어
떻게 관리할지 모른다면, 여러분은 성공하지 못할 지도 모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비용(이 드는 일)이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없다면, 지출을 줄이려 노력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서비스와 광고를 위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딜(거래)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The fourth step is to advertise (
). Make sure that your event is known to as many people
as possible. Use all channels available to you, like social networking sites, newspapers and
magazines, posters, and, (
concert, the (

), word of mouth. The more people that come to your benefit

) it is for you and the charity.

네 번째 단계는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행사를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신문과 잡지, 포스터, 특히 입 소문과 같은, 여러분이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 세
요. 여러분의 자선 음악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수록 여러분과 자선단체에 더 좋습니다.
To help (

) the success of your event, take (
) on a regular schedule. As (
) as
), going at it 24/7 is never your best option. You will get the job
done if you’ve really set your mind to it. (
) your mind fresh and your body healthy by
you want your event to (

taking some time off and doing something enjoyable. Go to the movies, or visit your favorite
nature park. (

), doing something different for even an hour or so may help you find a
).

solution to a problem you’re (

여러분의 행사의 성공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려면,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세요. 여러분이 행사가 성공하기를 원
하는 만큼, 쉬지 않고 24시간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의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여
러분이 그것에 전심을 다한다면, 그 일은 성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약간의 휴식을 갖고 즐거운 무언가를 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을 산뜻하게 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세요. 영화관에 가거나,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자연 공
원을 방문해보세요. 게다가, 한 시간가량 다른 무언가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도와줄 지도 모릅니다.
I also (

) that you smile and have fun. Being a great leader means (
) those you
lead. To do this, you must be (
) yourself. Enjoy the experience and (
) every
moment. Whether you are meeting a potential (
) or assigning a team member to do a
task, your work will be lighter and you’re more (
) to succeed if you have a smile on your
face.
저는 또한 여러분이 미소를 짓고 즐겨야 한다고 조언하겠습니다. 좋은 리더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고무해야 합니다. 그 경험을 즐기고 매 순간에
감사함을 느끼세요. 여러분이 잠재적인 후원자를 만나거나 팀원에게 어떤 업무를 배정하든 간에, 여러분이 얼굴에
미소를 지니고 있다면 여러분의 일은 더 쉬워질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Organizing a benefit concert may not be a walk in the park, but if you really (
it and work hard, then it will be one of the most rewarding (

) yourself to

) you’ll have.

자선음악회를 준비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그것에 몰두하고 열심히
일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할 가장 보람 있는 경험들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2단계: 구문 구성하기
Q. 음원 파일을 듣고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채워 넣으시오.
Hello, everyone. I’m Rodney Bailey. Welcome to Nashville’s (
) Charity Workers
Convention. I’m sure most of you would like to find a way to raise more money for your favorite

(

). Now, there are many events that you can (
) to (
)(
), but the one
that’s most (
)(
)(
) the biggest crowd ─ and the most funds ─ is a benefit
concert. Let me tell you about the steps in organizing a (
) concert.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Rodney Bailey입니다. Nashville의 연례 자선 단체 종사자 회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
다. 저는 여러분 중 대부분은 가장 좋아하는 자선단체를 위해 더 많은 돈을 모금하려는 방법을 찾고 싶어 할 거라
고 확신 해요. 자, 모금을 하기 위해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많은 행사들이 있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 그리고 가장 많은 기금을 — 제일 끌 것 같은 것은 자선 음악회입니다. 자선 음악회를 준비하는데 있어서의
단계들을 여러분에게 말해 줄게요.
The first step is to (

) a team to assist you. It must (
)(
)(
) who
share your enthusiasm, (
), and hope. After all, as volunteers, they’re not getting paid for
the job. (
)(
)(
) people who are always positive and encouraging ─ even at
the end of an unpleasant day. They should also be intelligent, (
), and hardworking.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을 도와줄 팀을 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정, 인정, 그리고 희망을 공유할 사람들로 구
성해야 합니다. 어쨌든 자원봉사자로서 그들은 그 일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일이 잘 안 풀리
는 하루가 끝날 무렵이라도 언제나 긍정적이고 희망을 주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두십시오. 또한 그들은 똑똑
하고, 신뢰할 만해야 하며, 근면해야 합니다.
Next, learn (
)(
)(
)(
) the highs and lows of organizing a charity
event. You’ll probably be enthusiastic at the start, especially if many sponsors have pledged
support and great bands have signed up. However, there will be times when you’ll be
disappointed when a sponsor or a band backs out or a useful team member quits. These are the

(

) of organizing a benefit concert or (
)(
)(
see the (
) through, you must have an open mind and (

) for that matter. To
).

그 다음으로, 자선 행사를 준비하는 것의 즐거움과 어려움을 다룰 줄 아는 방법을 배우세요. 여러분은 아마 처음엔
열정적일 거예요. 특히 많은 후원자들이 후원을 약속하고 대단한 음악밴드들이 계약했다면 말이죠. 그러나 어떤
후원자나 음악밴드가 약속을 취소하거나, 유능한 팀원이 그만두면 여러분이 실망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것
들이 자선 음악회를 준비하는 것의 현실이고, 어떤 자선 행사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예요. 그 프로젝트를 끝까지 해
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열린 마음과 유연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The third step is to (
)(
)(
)(
). The goal of a benefit concert is to
raise as much money as possible. This means spending as little of your money as possible in the
process. You may not succeed if you don’t know how to manage your money. (

)(
)
) back on your spending. And
remember to look for deals where you can earn something for your services or (
).
(

)(

) an expense will pay off well, try to (

세 번째 단계는 여러분의 예산을 현명하게 다루는 겁니다. 자선 음악회의 목적은 가능한 많은 돈을 모금하는 거
예요. 이건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자금을 가능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금을 어
떻게 관리할지 모른다면, 여러분은 성공하지 못할 지도 모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비용(이 드는 일)이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없다면, 지출을 줄이려 노력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서비스와 광고를 위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딜(거래)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The fourth step is to advertise (
). (
)(
)(
) your event is known to as
many people as possible. Use all channels available to you, like social networking sites,
newspapers and magazines, posters, and, (
that come to your benefit concert, (

)(

), word of mouth. (
)(
) it is for you and the charity.

) people

네 번째 단계는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행사를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십시오.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신문과 잡지, 포스터, 특히 입소문과 같은, 여러분이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자선 음악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수록 여러분과 자선단체에 더 좋습니다.
To help (

) the success of your event, take (
) on a regular schedule. As (
) as
you want your event to (
), going at it 24/7 is never your best option. You will get the job
done if you’ve really set your mind to it. (
) your mind fresh and your body healthy by
taking some time off and doing something enjoyable. Go to the movies, or visit your favorite
nature park. (

), doing something different for even an hour or so may help you find a
solution to a problem you’re (
).
여러분의 행사의 성공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려면,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세요. 여러분이 행사가 성공하기를 원
하는 만큼, 쉬지 않고 24시간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의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여
러분이 그것에 전심을 다한다면, 그 일은 성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약간의 휴식을 갖고 즐거운 무언가를 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을 산뜻하게 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세요. 영화관에 가거나,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자연 공
원을 방문해보세요. 게다가, 한 시간가량 다른 무언가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도와줄 지도 모릅니다.
I also (

) that you smile and have fun. Being a great leader means (
) those you
lead. To do this, you must be (
)(
). Enjoy the experience and (
) every
moment. Whether you are meeting a potential (
) or assigning a team member to do a
task, your work will be lighter and you’re more (
) to succeed if you have a smile on your
face.
저는 또한 여러분이 미소를 짓고 즐겨야 한다고 조언하겠습니다. 좋은 리더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고무해야 합니다. 그 경험을 즐기고 매 순간에
감사함을 느끼세요. 여러분이 잠재적인 후원자를 만나거나 팀원에게 어떤 업무를 배정하든 간에, 여러분이 얼굴에
미소를 지니고 있다면 여러분의 일은 더 쉬워질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Organizing a benefit concert may not be a walk in the park, but if you really (

(

)(

) and work hard, then it will be one of the most rewarding (

)(
)
) you’ll

have.
자선음악회를 준비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그것에 몰두하고 열심히
일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할 가장 보람 있는 경험들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3단계: 핵심 문장 만들기
Q. 음원 파일을 듣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채워 넣으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선 음악회를 준비하는데 있어서의 단계들을 여러분에게 말해 줄게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여러분의 열정, 인정, 그리고 희망을 공유할 사람들로 구성해야 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쨌든 자원봉사자로서 그들은 그 일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 다음으로, 자선 행사를 준비하는 것의 즐거움과 어려움을 다룰 줄 아는 방법을 배우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선 음악회의 목적은 가능한 많은 돈을 모금하는 거예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건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자금을 가능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여러분의 행사의 성공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려면,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저는 또한 여러분이 미소를 짓고 즐겨야 한다고 조언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여러분이 잠재적인 후원자를 만나거나 팀원에게 어떤 업무를 배정하든 간에, 여러분이 얼굴에 미소를 지니고 있다
면 여러분의 일은 더 쉬워질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파트별 학습이 다 끝났다면, 이제 교재의 해설집으로 돌아가 정답을 맞혀보세요.
정답을 확인하신 후에는 음원을 듣고 최소 3회 따라 읽어 보시고,
1회씩 완료할 때마다 아래 네모 칸에 체크해보세요.1단계: 단어 빈칸 채우기

